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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정책
국내동향
2020년 2월 1차 (2020.2.1.~ 2.15)

주요 현안
2월부터 자궁·난소 등 부인과 초음파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(연간 700만 명 혜택)

참고자료

보건복지부는 2020년 2월 1일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자궁·
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고 발표함.

- [보건복지부 보도자료,
2020.02.02.] http://
www.mohw.go.kr/react/al/sal03
01vw.jsp?PAR_MENU_ID=04&M
ENU_ID=0403&page=5&CONT_S
EQ=352646

우리 기업의 일ㆍ생활 균형은 어떤 상태? 기업의 가족친화수준 자가진단 가능해진다

참고자료

여성가족부는 2020년부터 ‘가족친화인증기업’이 스스로 가족친화수준을 파악하고 부족한
분야를 관리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인증 자체점검 온라인 서비스 지원

- [여성가족부 보도자료,
2020.02.05.] http://
www.mogef.go.kr/nw/rpd/nw_rp
d_s001d.do?mid=news405&bbt
Sn=706827

2019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 발표

참고자료

여성가족부는 만 25~54세 대한민국 미혼ㆍ기혼여성 6,0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‘19년
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’ 결과 발표
- 만 25~54세 여성 중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은 3명 중 1명(35%)으로 2016년 대비
5.6%p 감소, 경력단절 후 재취업까지 걸리는 시간은 7.8년으로 2016년 대비 0.6년 감소.
경력단절 경험 시점은 첫 출산 이전이 56.9%, 출산 첫 해가 23.2%임.

양성평등은 혁신과 포용, 공정사회를 위한 핵심가치01

- [여성가족부 보도자료, 2020.02.11.]
http://www.mogef.go.kr/nw/rpd/
nw_rpd_s001d.do?mid=news405&
bbtSn=706863

경력단절 경험 시점은 첫 출산 이전이 56.9%, 출산 첫 해가 23.2%임.

양성평등은 혁신과 포용, 공정사회를 위한 핵심가치

참고자료

국무총리는 제10차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해 ① 향후 5년간 시행할 「제3차 경력단절

- [여성가족부 보도자료, 2020.02.11.]

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(2020~2024)」, ② 「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

http://www.mogef.go.kr/nw/rpd/

(2018~2022)의 2020년도 시행계획」을 심의하고, ③ 2018년 유엔이 우리나라에 권고한

nw_rpd_s001d.do?mid=news405&

「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심의권고」의 이행상황과 ④ 여성가족부에서 개발한 「국가성평등

bbtSn=706864

지수」의 2018년도 측정 결과를 점검함.

여성관련 법안 동향
출처 :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://likms.assembly.go.kr/bill/MooringBill.do

구분

계류법안(발의자)

제안일

영유아보육법

2020-

일부개정법률안

01-29

(이정미의원 등 11인)

내용
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를 확대하여 영유아 가정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
도록 공동주택 규모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수와 국공립어
린이집 정원에 대한 기준 마련임(안 제12조제4항).
바이러스감염병의 경우, 잠복기 및 격리기간이 10일 이상일 수 있는데, 현재 가

가족·
돌봄

족돌봄휴가제도는 최장 10일로 한정되어 있어 맞벌이 가구의 미성년 자녀 돌봄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

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.

양립 지원에 관한

2020-

이에 근로자의 미성년자인 자녀가 감염병에 걸리거나 감염병 예방을 이유로 자

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02-13

녀가 소속한 어린이집이 휴원하는 등의 경우 또는 원생의 결석에도 불구하고 출

(박경미의원 등 11인)

석인정 특례가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격리 또는 휴원
등의 기간 내에서 감염병 돌봄휴가를 허용하도록 하고,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
주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2조의5 신설 등).

언론 속의 한국여성정책연구원
http://kwdi.re.kr/plaza/press.do

연구결과/행사내용 관련
과제명

날짜

매체명

제목

02.03

내일신문

나이 들어도 여성은 가꿔야 한다? … 남녀 모두 외모평가에 민감

02.02

서울신문

젊은 임원 발탁했지만… 금융권 여전히 높은 ‘유리천장’

기사링크

한국사회의 젠더와
건강 불평등 연구Ⅲ:
외모강박과 미용성형을

http://www.naeil.com/
news_view/?id_art=339417

중심으로

기업 내 여성 임원 비율
확대를 위한 전략연구

https://www.seoul.co.kr/news/newsView
.php?id=20200203019030&wlog_tag3
=naver

02

언론 속의 한국여성정책연구원
http://kwdi.re.kr/plaza/press.do

연구결과/행사내용 관련
과제명

날짜

매체명

제목

기사링크

02.03

내일신문

나이 들어도 여성은 가꿔야 한다? … 남녀 모두 외모평가에 민감

02.02

서울신문

젊은 임원 발탁했지만… 금융권 여전히 높은 ‘유리천장’

한국사회의 젠더와
건강 불평등 연구Ⅲ:
외모강박과 미용성형을

http://www.naeil.com/
news_view/?id_art=339417

중심으로

기업 내 여성 임원 비율
확대를 위한 전략연구

https://www.seoul.co.kr/news/newsView
=naver

금융권 여성 임원 확대
장애요인 및 개선방안

.php?id=20200203019030&wlog_tag3

https://www.seoul.co.kr/news/newsView
02.02

서울신문

금융권 유리천장 여전, 여성임원은 한 자릿수

(여성가족부 수탁과제)

.php?id=20200202500098&wlog_tag3
=naver

02.12

한겨레

여성 10명 중 6명,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 못 했다

02.12

정책브리핑

2019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 발표

http://www.hani.co.kr/arti/society/
women/927930.html

2019년 경력단절여성
실태조사
(여성가족부 수탁과제)

http://www.korea.kr/news/pressRelease
View.do?newsId=156375142&call_from=
naver_news

02.13

피임약 먹고 훈련하는 장애인 선수들 “성폭력 피해 도움 청하면

서울신문

무시당했다”

https://www.seoul.co.kr/news/newsView
.php?id=20200214009024&wlog_tag3
=naver

02.13

중앙일보

"불이익 받을까 무서웠다"···장애인 선수 10명중 1명 성피해자

02.14

KBS

“장애인 선수 10명 중 1명 성폭력 피해”…구타나 가혹행위도 만연

02.14

경향신문

성폭력으로 얼룩진 한국체육계의 ‘부끄러운 현주소’

https://news.joins.com/article/23705390

장애인 체육선수
인권상황 실태조사
(국가인권위원회

http://news.kbs.co.kr/news/
view.do?ncd=4381477&ref=A

수탁과제)

http://news.khan.co.kr/kh_news/khan_art
_view.html?artid=202002140600025&
code=940100

02.14

내일신문

구타.성폭력 노출된 장애인 운동선수

http://www.naeil.com/
news_view/?id_art=340666

연구자 언론활동
날짜

매체명

제목

연구자명

02.02

서울신문

“유출되면 끝 ㅋㅋ”… 알면서도 못 끊는 단톡 성희롱

이미정 선임연구위원

02.04.

이투데이

[정책발언대] ‘여성 제로 이사회’ 이제 그만

구미영 부연구위원

03

기사링크
https://www.seoul.co.kr/news/newsView.
php?id=20200203015005&wlog_tag3=naver

http://www.etoday.co.kr/news/view/1852380

유관기관 연구동향
정책 대상으로서의 청년, 무엇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?(한국보건사회연구원)

참고자료

정책 대상으로서의 청년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지, 고려할 점은 무엇이고, 향후
과제는 무엇인지 논의함.

- [보건·복지 Issue&Focus,
2020.01.20.]
https://www.kihasa.re.kr/web/
publication/periodical/issue_view.do
?menuId=50&tid=38&bid=21&aid=
474&ano=1

04

